
 

                                                                

                                                                                    팬 홀더의 열린 부분을 조금 더 벌린다.  

팬 홀더를 헤드 조인트의 파인 홈 부분에  

아래의 사진처럼 조심스럽게 끼워 넣는다. 

 

                                              

 

         

   

   

                                                                                         

 

 

 

 

 

 

누모프로 바람개비를 이용한 

아름다운 풀룻 톤 가르치기 

 

첫 낮은 음을 내기 위하여 누모프로를 아랫입술 

밑에 놓는데 입술이 구멍의 1/4 이상을 막지 

않도록 한다. 윗 치아보다 약간 윗 부분에서 공기가 

빠져 나오도록 윗 입술의 모양을 잡고 가장 낮은 

팬이 돌아가도록  아래 방향으로 공기 기둥을 

내보낸다.  입술로 되도록이면 작고 얇은 구멍을 

만들어서 바람을 내보내도록 한다. 

일단 학생이 일정하게 가장 낮은 팬만 돌아가도록 

할 줄 알게 되면 돌아가는 팬의 속도와 돌아가는 

시간을 체크한다.  풍성한 낮은 음을 낼수 있으려면 

팬이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길게 지속적으로 

나도록 빨리 돌아가야한다.  

가장 낮은 팬만이 돌아가고 또한  회전하면서 내는 

흠~~소리가 멈춤 없이 계속 되기록 5 회 이상 

연속적으로 성공하면 풀룻의 헤드 조인트로 똑 

같이 공기를 내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반드시 거울 앞에서 입술모양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윗 입술을 앞으로 내미는 부적합한 

방법으로도 가장 낮은 팬을 회전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정확한 입술모양을 만들어 가장 낮은 

팬을 회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즉 거울을 

사용하여 입술 모양을 점검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은 먼저 풀룻의 헤드 조인트의 끝을 막지 

않은 채 풍부하고 울림이 풍성한 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은 헤드 조인트의 끝을 막은 채 

장 7 도 낮은 음을 내도록 한다. 초보자라 할지라도 

풍성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소리가 나도록 한다.   

누모 프로는 플릇의 앞쪽, 머리 부분에 

장착하는데, 올바른 장착법은 팬의 끝부분에 

위치한 평평한 부분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위에 동전을 올려 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자세 

누모 프로 조립법 



 

유연성 연습: 헤드 

조인트와 누모프로 

1) 거울을 보고 검지 

손가락을 입술 밑에 대는 

것으로만 연습을 해보자. 더 

높은 음을 위해서는 입술이 좀 

더 앞으로 나오고 입술이 

만들어내는 구멍이 더 작고 

가늘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입술의 안쪽, 축축한 부분이 

서로 "풀로 붙인 듯" 붙도록하고 

공기를 내보내면서 입술이 

만드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보자. "푸" 소리나 "포" 

소리를 내어 낮은 음을 내보고 

"피" 소리를 내어 높은 음을 

내보자. 

 

2) 거울을 보고 누모 프로를 

이용하여 공기의 방향에 따라 

가장 낮은 팬에서부터 그 다음 

팬으로 차례 차례 올라 오면서 

더 높은 음을 내는 연습을 

해본다. 

 

3) 1 번 곡이나 "  주의를 

요하는 고,저음 헤드 조인트 

도전"을 연습한다. 먼저 낮은 음으로, 그 다음에 높은 음으로 연습한다. 

 

4) 누모 프로를 이용하여 곡이 적혀진대로 연주한다. 선생님은 풀룻의 헤드 조인트로 연주하여 학생들이 

누모 프로에서 입술 모양을 바꿈에 따라 어떻게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5) 헤드 조인트로 곡이 적혀진대로 연주한다. 높은 음을 낼 때 헤드 조인트를 돌리지 않는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헤드 조인트를 돌리면 높은 음을 연주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나쁜 풀룻 연주가 되도록 한다. 헤드 조인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움직여야한다.  

6) 입술의 모양과 벌림, 그리고 공기의 내보냄과 방향등이 잘 되면 음을 연주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게 될 

것이다. 높은 음에 도달하려고 지나치게 힘을 주고 불지 않도록 한다. 

7) 초보자들이 이런 연습을 제대로 하며 배우면 풀룻을 성공적으로 연주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이 연습은 풀룻으로 본격적인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용으로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다. 

주의를 요하는 고,저음 헤드 조인트 도전 

헤드 조인트의 끝을 막고 연주한다. 

고음 연주 

 

저음 연주 

 

낮은 음 입모양 

낮은 음을 위해서는 입술로 만드는 구멍을 

더 크게 한다. 

높은 음 입모양 

높은 음을 위해서는 입술을 좀 더 앞으로 

내밀고 입술 구멍을 더 작게 한다. 



 

이러한 좀 더 주의를 

요하는 헤드 조인트 

연습 은 

준비연습용으로 아주 

좋다. 헤드 조인트의 

끝을 막지 않은 

상태로 연주한다. 

 

1) 누모 프로로, 

낮은 음을 위하여 가장 

낮은 팬을 회전시키도록 

한다. 높은 음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더 

작게 입을 벌리고 

입술을 약간 앞으로 

내밀도록 한다. ( 이렇게 

하면 공기가 누모 

프로의 두번째나 세번째 

팬을 돌리게 된다.) 

 

2) 높은 음을 

내려고 너무 세게 불지 

않도록 한다. 

 

3) 옆의 사진은 

높은 음을 낼 때 입을 

작게 벌려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누모 프로의 

둘째나 세째 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술 모양을 보여준다. 이 입술 모양과 공기의 방향은 또한 작고 부드럽게 

연주할 때 음이 낮아지지 않고 제 음정을 유지하도록 사용되어진다. 

 

 

4) 목표는 이 입술 모양의 변화를 자유 자재로 가능한 한 재빨리 하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높은 

음역을 연주하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기다려야한다면 그런 곡을 완전히 학습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소개한  이 연습이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연습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입술로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옥타브의 높은 음들을 연주할 수 있는 유연성은 모든 음역에서 아름답고 흐트러짐이 없는 고운 음을 

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좀 더 주의를 요하는 헤드 조인트 연습 

모든 연주자들이 준비 연습용으로 상용하기에 적합! 

헤드 조인트 끝을 막지 않고 연주한다.누모 프로로 연습할 때는 낮은 음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팬이 돌아가도록 한다. 높은 음을 위해서는 입술 구멍을 작게 만들도록 하고 입술을 앞으로 

내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누모 프로의 두번째나 세번째 팬이 돌아가도록 공기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높은 음을 내려고 지나치게 세게 불지 않도록 한다!! 

이 사진은 높은 음을 위하여 

누모 프로의 두번째나 세번째 

팬이 돌아가도록 작은 입술 

구멍을 만들고 입술을 앞으로 

내민 입술 모양을 보여준다. 



                           

                           입술 모양 유연성을 위한 화음 풀룻 연습 

 

이음줄로 연결된 음 중 첫음의 손가락 위치를 

운지한 후 이음줄로 연결된 부분을 연주하는 

동안 계속 유지한다. 높은 음을 연주할 때 

지나치게 세게 불지 말고 음이 높아짐에 따라 

입술이 만드는 구멍을 점차적으로 작게 하고 

가능한한 부드럽게 연주한다. 입술의 안쪽의 

축축한 부분이 서로 붙도록 입술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거울 앞에서 입술 모양의 변화를 

연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누모 프로로 연습할 

때는 높은 음을 연주할 때 입술이 앞으로 움직여 

내밀어 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연습곡 위에 

적혀 있는 숫자들은 어느 팬이 돌아가야하는 

지를 표시한 것이다. 숫자 1 은 가장 낮은 팬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습곡의 다이나믹을 

지키려면 강한 포르테로 연주하는 가장 낮은 

팬은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하고 약한 

피아노를 연주하는 세번째 팬은 가능한 한 

느리게 돌아가야한다. 

 

 


